
 

 



 

 

‘바람 부는 대나무숲’ (박정선, 2014) 리뷰, 잡지 <월간 수묵화> 2014년 10월호, p. 87, 일본 

 

삿포로국제예술제 2014 

 

“9월28일까지 개최되는 삿포로 첫 국제 아트 페스티벌 ‘삿포로 국제 예술제 2014’에서 수묵화를 베이스로 한 독특한 

작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삿포로역전거리 지하 보행 공간 ‘치카호’에 특별 전시된 11작가의 작품 중 하나인, 한국의 

여성 아티스트 박정선씨의 ‘바람 부는 대나무숲’이다. 벽 앞을 지가 나면 바람소리가 나고 대나무가 흔들리도록 되어 

있다. 원작은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이응노의 수묵화로, 두 대의 카메라가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반

응하는 원리이다. 

박씨는 삿포로시의 새로운 자매도시인 대전시 출신으로, 시에서 추천 받은 아티스트 중에서 예술제 게스트 디렉터인 

사카모토 류이치씨와 치카호의 특별전시 ‘센싱 스트림즈’의 기획담당자들의 논의를 통해 참가가 결정되었다. 이응노

의 생가에 지어진 미술관이 대전 근방에 있고 그곳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인연도 있는 점이 이번 작품으로 이어졌다. 

완성된 작품을 체험한 박씨는 “지하도는 거리의 폭이 넓고 쾌적한 공간이어서 만족스럽다”라고 한다. 하루 7만명을 

넘는 사람이 이용하는 치카호. 삿포로의 지하도를 걷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바람이 오늘도 죽림을 흔들고 있다.” 



An article about Windy Bamboo Grove in SIAF 2014, Ink-and-Wash Painting Monthly Magazine,  

OCT 2014, p.87, Japan 

 

Sapporo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14 

“At the first ‘Sapporo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14’ to be held until the 28th of September, a unique art piece based 

on an ink-and-wash painting is receiving the visitors’ attention. As one of the special eleven artworks exhibited in the 

pedestrian underpass named Chikaho near Sapporo Station, a Korean female artist, Jungsun Park, is exhibiting a piece 

called the ‘Windy Bamboo Grove’. When the pedestrians walk past the wall, a sound of wind is heard and the 

bamboo grove sways. The original work of the bamboo grove is the ink-and-wash painting by Lee Eungno who 

represents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rt of Korea, and the artwork is implemented using two cameras that 

detect human movements, which then causes the painting to respond. 

Park was born in Daejeon, a sister city of Sapporo, and was first recommended by the city and was selected to 

participate after a discussion by Ryuichi Sakamoto, a guest director of the art festival and the organizers of the 

special exhibition ‘Sensing Streams’ in Chikaho. The fact that Park had an exhibition at the art gallery located at Lee 

Eungno’s house and that it is in Daejeon has led to this artwork.   

Park who finished experiencing the completed artwork said, “I am satisfied that the street of the underpass is wide 

and clean.” Chikaho is used by over 70,000 people. The wind created by the passerby of the Sapporo underpass 

continues to sway the bamboo grove today.” 


